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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란J 파큘라사망
감독 알란 J 파큘라가 지난 11월 19일 맨하탄 근처의 롱아일랜드 고속도로 위

에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 다. 이 사고는 도로 한가운데서 갑자기 날아든 철

제 파이프를 피하려다가 일어났으며, 그는 사건 후 1시간만에 숨졌다. 1928년

생인 파큘라는 57년 안소니 퍼킨스가 주연한 야구 드라마 <피어 스트라이크

아웃>을 만들면서 제작자로 데뷰하 고 그 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앵

무새 죽이기>로 제작자로서의 명성을 얻었다. 그의 감독 데뷰는 12년 후에 이

루어진 라이자 미넬리 주연의 <불임 뻐꾸기>. 라이자 미넬리는 이 화로 아

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다. 맨하탄 거리의 창녀에 관한 그의 두번째

화 <클루트>는 비평가들로부터 주목을 이끌어내었고, 제인 폰다는

이 화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74년 케네디 암살사건에

관한 심리 스릴러 <암살단/패럴랙스 뷰>, 워터게이트 사건을 폭로한

두 기자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에 관한 < 통령의 음모>는 70년

그의 가장 중요한 화로 꼽힌다. 83년 <소피의 선택>을 완성한

그는 90년 이후 <의혹>, <펠리칸 브리프> 등의 일련의 법정 스릴

러를 감독했으며, 97년<데블스 오운>은그의 마지막 작품이다.

‘산타클로스’짐캐리
당분간짐캐리의독주는끝나지않을것같다. <트루먼쇼> 이후이제그누구도그를동물하고나통하는사람이라고는생각

하지않을것이다. 현재 로스포만의<달위의남자> 촬 에여념이없는짐캐리에게새로운프로젝트제안이들어왔다. 다

름아닌론하워드의<그리니치에서크리스마스는어떻게강탈되었는가>. 무슨제목이이렇냐고? 그리니치의크리스마스. 사

람들은모두올해의산타할아버지가가져다줄선물을기다리는데이동네산타는선물을주는게아니라오히려빼앗아가려

고한다. 바로그문제의산타가짐캐리. 산타클로스복장을한보헤미안악당짐캐리는이작은마을을쑥 밭으로만든다.

유니버설과이미지엔터테인먼트가합작할이 화에서문제는과연짐캐리가어떤조건을내걸것인가이다. 성공리에합의

가이루어진다면, 99년크리스마스쯤볼수있지않을까?

뱅상카셀, 감독데뷰하다!
<증오>로부터<도베르만>까지(혹은그중간에<라빠르망>을잠시기억해본다면) 뱅상카셀은얀쿠넹의말을빌리자면한없이

폭력적이며예상치못한부드러움을동시에끌어낼줄아는배우이다. 그런데그는오래전부터감독이꿈이었는지도모른다.

그는이미단편 화<사바트밤의열기>를만든바있으며틈틈이시나리오작업을계속해왔다. 소문에의하면그가현재쓰고

있는시나리오는곧그의감독데뷰작이될것이라고. 이름하여<범죄의 로>. 제목부터심상치않은이것은마티유카소비츠

식이될까, 얀쿠넹식이될까? 

만델라가된모건프리만
인도의 세크하르 카프르가 감독할 넬슨 만델라의 동명의 자서전의 화화 <자유를 향한 긴 여정>에서 모건 프리만은 만델라

역을 맡는다. 이 화는만델라의 어린 시절부터 27년간의 수감생활, 그리고 남아프리카최초의 흑인 지도자가 되기까지80

년에 이르는 그의 전생애를 그릴 예

정이다. 

케빈 스페이시의 두 가
지프로젝트
케빈 스페이시는 지금 두 가지 프로

젝트에 동시에 출연을 결정하 다.

첫번째는 극작가 샘 맨디스의 화

데뷰작. 아네트 베닝과 함께 출연할

이 화에서 그가 맡은 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남자의 역할이

다. 두번째는<평범하고점잖은범죄

>. 아일랜드의작가테데우스오설리

반의 차기작이 될 이 화는 실존했

던 갱스터 마틴 카힐에 한 70년

와 80년 ,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일

어나는 이야기. 케빈 스페이시는 여

기에서 린다 피오렌티노와 함께 등

장할것이다.

장-뤽고다르
고다르는내년1월부터신작에들어
갈것이거의확실해보인다. 주연은
줄리에뜨 비노쉬. 매우 적은 예산으
로 만들어질 이 화의 그 외 모든
것은‘완전’비 이다.

카메론디아즈
<내 친구의 결혼식>에 이어 페렐리
형제의 R등급 농담 <메리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로 컬트팬까지 확
보한 카메론 디아즈의 신작은 <보이
지 않는 서커스>. 제니퍼 에간의 소
설을 원작으로 한 이 화에서 그녀
는 자살한 뒤 과거를 회상하는 여인
역을맡는다. 

커트러셀
마이클 키튼과 발 킬머의 뒤를 이은
3 배트맨. 커트 러셀이 <배트맨
5>가 될지도 모른다고. 이건 어디까
지나소문이다. 

밴애플렉
벤 거의 데뷰작 <보일러 룸>에 여
피로출연할계획이다. 

맷데이먼
맷 데이먼의 신작이 결정되었다. <
오, 베이비 스카이>.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를 막 끝내고 부리나케 달
려간 토니 스코트의 차기작인 이
화는 <트레인스포팅>이 U2의�조슈
아 트리�와 같은 사막으로 옮겨온
듯한이야기라고. 

데이빗듀코브니
시나리오 작가이자 배우이며 감독
인 보니 헌트의 하 <디스턴스 콜
스>에 출연할 계획이다. 그는 여기
서죽은남편을여전히못잊고있는
한여자와사랑에빠지는남자이다. 

메릴스트립
현재 웨스 크레이븐의 <오십개의 바
이올린>을 촬 중인 그녀는 뒤이어
곧 <성공>이라는 화에 출연할 것
이다. 나이 든 텔레비전 저널리스트
와 신참 저널리스트 사이의 미묘한
신경전과 그들 사이에 싹트는 우정
에관한이야기가될이 화에서그
녀가 맡은 역은 다름 아닌 나이 든
저널리스트. 그럼 그녀의 상 역은
누구냐고? 메릴스트립은신참저널
리스트 카메론 디아즈와 한판 붙어
야한다. 

이완맥그리거+쥬드로+자비스코커
이건 가히 성난 브리티시 인베이젼
이라 할만하다. 지금 이완 맥그리거
와 쥬드 로, 그리고 펄프의 리더 자
비스 코커가 만나 한편의 화를 만
들기로 의기투합했으니 그 이름하
여<튜브헤일즈>. 

위노나라이더
벤 채플린과 함께 자누스 카민스키
의 <잃어버린 혼>에 출연할 계획
이다.

알란J  파큘라의<소피의선택>

줄리에뜨비노쉬 카메론디아즈 벤애플렉

맷데이먼 케빈스페이시 쥬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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